
INSERT LOGO 

창업과 점포 
창업5년 폐업률 83.2% 

폐업 원인으로 꼽히는 정보 부족을 해결하고자 “창업과 점포＂는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신화를 위한 가맹점 본부와 점주의 상생관계 모색 

STARTUP AND STORE 

창업 아이템 정보, 점포매물 정보 무료 무한 등록 지원 프로젝트 



INSERT LOGO 01 회사 소개 

창업 5년 폐업률 83.2% 

폐업 원인 1위인 정보 부족 해결 및 안정적 창업 기반 마련과 

상생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자유롭게 홍보하는 사이트이므로 비용과 계약서 등 불필요] 

1. 창업과 점포 제안 배경 

대한민국 최초 창업아이템과 유망 점포매물 정보를 

무한으로 공유하는 플렛폼 “창업과 점포 (www.ksup.co.kr)”는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등을 계획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이트를 활성화시킬 예정

입니다. 

3. 창업과 점포의 비전 

01 

프렌차이즈 본사는 “창업과 점포” 홈페이지(www.ksup.co.kr)를 

통해회사 소개 및 가맹점 개설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주시면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님들이 제공된 정

보를 기반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입니다. 

2. 창업과 점포 소개 

창업아이템정보 점포매물정보,  무료 〮무한 등록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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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홈페이지 소개 

More than 3,000,000 people have 
visited our website, 
www.asadal.com for domain 
registration and web hosting.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ASADAL INTERNET, INC 

유망 프랜차이즈, 인기 프랜차이즈 

소자본 성공아이템, 인기아이템 무료 〮 무한등록 

창업프랜차이즈 

우수물품, 창업물품, 중고물품 등 

지역별 알뜰 중고 거래 

중고장터 

유동인구, 근접성, 상권분석 등 

검증 점포 무료 〮 무한등록 

점포매물 

자금, 법률, 컨설팅, 정책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혁신과 발상의 전환  

특허와 아이디어 공유 및 매매 

특허,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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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창업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수 6052개 

안정적 프랜차이즈, SNS 유명프랜차이즈, 나이대별 인기 프랜차이즈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브랜드 홍보 및 프랜차이즈를 소개할 수 있으며 가맹점  

오픈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소개 
프랜차이즈 소개 및 핵심 경쟁력 

사업 구조, 운영 시스템 등을 

예비창업자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 
브랜드 컨셉, 경쟁력 있는 상품, 지원 혜택 등 

이미지 및 자료 등을 통해 

브랜드를 무료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 증가 
가맹점 개설 안내 방법, 이익 배분 

가맹본부와 점주의 역할, 상담신청 등을 통해 

가맹점 수 증가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커뮤니케이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공유한 자료를 통해 

예비 창업자님들과 가맹점 개설 문의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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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점포매물 

점포 매물 43만 2,750개 

보증금, 권리금, 월세, 관리비, 위치, 상권, 매출, 총액 등의 정보를 제공 

점포 매물 페이지는 허위 매물과 허위 창업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료 매물 등록 및 투명한 비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 매물 

매물 소개 
주소, 보증금, 권리금, 월세, 매출, 순이익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매물의 장점을 

예비창업자님들에게 꼼꼼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홍보 
창업아이템 점포매물 무료 등록  〮무한 등록 

성공 아이템,  실거래 점포매물을 보다 

편리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통한 위치 공유 
GPS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한 점포 매물 확인  

매입자가 부동산을 찾아 가지 않는 편리함과 

매매자의 빠른 거래가 가능합니다.  

빠른 커뮤니케이션 
성공 창업과  대박점포의 생생 정보 마당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에 대한 창업트랜드 공유 

성공담, 실패담 등 커뮤니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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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창업지원 

25 50 75 100

- 금융, 대출, 간판, 인테리어, 가구, 창업용품, 앱제작 

    정부지원 정책, 창업박랍회, 창업지원설명회 등 

- 회사는 자사의 상품을 홍보 및 소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홍보효과 

정보소개 

커뮤니티 

창업 지원 

05 창업아이템정보 점포매물정보,  무료 〮무한 등록 지원 프로젝트 



INSERT LOGO 01 중고장터 06 

중고장터 

25 50 75 100

- 중고장터 게시판을 통하여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빠른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홍보효과 

빠른거래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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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회원분류(로그인) 

회원분류 기준 

- 저희 창업과 점포에서는 4분류로 회원을 구분합니다. 

- 회원가입시 회원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프랜 
차이즈 

컨설 
턴트 

일반 
기업 

- 개인회원 

- 점포 소유자 

- 점포 운영자 

- 중고물품 매매자 

- 창업프랜차이즈 

- 창업아이템  

- 가맹본부  

- 창업컨설턴트 

- 부동산전문가  

- 공인중개사 등 

- 창업대출회사 

- 인테리어 회사 

- 간판, 홈페이지, 가구 

- 중고물품중개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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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01 게시순서 08 

개인, 점포주,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일반기업 중 선택하

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01. 회원가입 

프랜차이즈는 소개용 이미지를 

점포매물은 판매용 이미지를 

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02. 사진 업로드 

프랜차이즈 및 점포 매물에 

관한 설명 및 소개서를 작성합니다. 

03. 설명 및 소개 

프랜차이즈 및 점포 매물에 

관한  비용을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04. 총액작성 

담당자 연락처를 작성 

최종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05.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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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LOGO 

THANK YOU 
STARTUP AND STORE 

- 창업과 점포 홈페이지 주소 : http://ksup.co.kr 

- 회사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8. 5층 

- 대표번호 : 1599-9662 

- 이메일 : help@ks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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